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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우리나라에서 암 관련 사망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며 기관지 기원성 암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

는 조직학적 확진 없이 세포병리학적 진단만으로 수술 또

는 항암화학치료와 같은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으므로 폐암 세포의 발견뿐만 아니라 세포병리

학적으로 폐암의 병리조직학적 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중

요해지고 있다. 물론 어느 장기에 관계없이 세포학적 진단

에 있어 충분한 양의 검체, 적절한 고정과 염색 그리고 영

상의학적 소견을 포함한 임상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폐암을 진단하기 위한 세포학적 검체로는 객담, 기관지

솔질, 기관지세척, 기관지폐포 세척과 같은 탈락세포를 이

용하는 경우와 기관지경유 또는 흉곽경유 세침흡인 검체

가 있다. 객담과 같은 탈락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의 세

포학적 진단의 민감도는 중심성 폐암일 경우 약 90%, 폐

주변부에 발생한 암인 경우 70%의 민감도를 보인다고 알

려져 있다.1-5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사는 종양의 위치와 크

기, 영상의학의사와 병리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소 차이

가 나지만 약 80∼95%로 탈락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6-9 그렇지만 세침흡인 과정 중에

드물지만 기흉이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7

다른 장기의 세포 진단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암

세포의 발견과 확인이 중요하지만 기관지 기원성 폐암 중

분화가 좋은 편평세포암종이나 샘암종처럼 세포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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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respiratory cytology is to detect and classify pulmonary

disease, with an emphasis of neoplastic disease, so that proper thera-

py can be instituted. As in many branches of cytology, the recognition

of malignancy in the cells obtained from the respiratory tract is more

straightforward than identifying the type of tumor cell.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determine the true cytopathological cell type in cases of pri-

mary lung cancer and to know the accuracy of the diagnosis achieved

by the cytological procedures. The well differentiated tumors have

characteristic cytoplasmic and nuclear abnormalities that enable physi-

cians to firmly categorize these lesions, as in squamous cell or adeno-

carcinoma, but some moderately and most poorly differentiated

tumors show few distinctive features. This article reviews the malignant

and reactive pulmonary cytologic findings and we also report on some

of their pitfalls and the cytologic criteria.

(Korean J Cytopathol  2008;19(1):1-8)

Key Words : Lung neoplasms, Biopsy, Fine needle, Diagnostic errors

Cytological Diagnosis of Lung Cancer:
The Diagnostic Accuracy and Pitfalls

Wan Seop Kim, M.D.

Department of Pathology, Konkuk University
Hospital,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논문접수 : 2008 년 2월 5일
게재승인 : 2008 년 2월 11일

책임저자 : 김 완 섭
주 소 : (143-729)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12,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건국대학교병원 병리과
전 화 : 02-2030-5642
팩 스 : 02-2030-5629
E-mail address : wskim@kuh.ac.kr 

대한세포병리학회지

ISSN 1017-0391

10.3338/kjc.2008.19.1.1

종 설



핵에서 세포 진단이 가능한 소견을 찾아 조직학적 유형까

지 진단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폐암의 치료 방침은

크게 소세포암종과 비소세포암종으로 나누어지므로 이 두

진단만으로도 임상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다.10 폐

암의 세포 진단은 무엇보다도 양성과 악성 병변의 감별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므로 감별진단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함정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는 폐암

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지 기원성 암종, 편평세포

암종, 샘암종, 소세포암종, 대세포암종의 세포진단과 관련

하여 그 정확도와 주의해야 할 함정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본 론

탈락세포진단 (Exfoliative cytology)

일차적으로 폐암진단을 위한 탈락세포검체로는 객담,

기관지솔질, 기관지세척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호 보완

적이다. 탈락세포를 이용한 폐암 세포진단의 민감도는 여

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3,11,12 검체 채취의 방법과

시기, 검체 채취 회수, 종양의 크기와 위치, 종양의 유형등

이 해당한다. Cho 등은 객담 세포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

를 각각 83%, 82%로 보고하였다.5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객담 세포진단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경우로는 중심성 종양

이거나(중심성 종양 90%, 말단부 종양 63%), 종양의 크기

가 큰 경우(> 2.4 cm), 객담 채취 회수가 많을수록(3회이

상), 그리고 편평세포암종인 경우라고 하였다. 위음성과 관

련한 인자로는 부적절한 검체의 채집, 검체의 양이 너무 적

거나 타액만 채집되는 경우, 종양이 폐 말단부에 위치하거

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기관지가 종양에 의해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경우이다. 탈락세포진단에서 폐암세포와 유

사한 이형성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반응성 세포 증식

에서 관찰될 수 있고 특히 결핵이나 폐경색, 만성 자극성

질환에서 매우 드물지만 위양성으로 오진할 수 있다.13 

객담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세포진단 검체이고 적절

한 약물로 객담(induced sputum)을 유도할 수도 있다. 아

직까지 폐암의 선별검사로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논쟁 중에 있지만 객담에 암세포가 출현하는 것 자체만으

로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지내시경 검

사에서 시행한 기관지 세포검사로 폐 말단부에 위치한 종

양을 진단할 수도 있다.14 Kim 등의 보고에 의하면 기관지

세척(63%)이 객담(52%)보다 민감도 면에서 다소 우월하였

다.15

객담은 소세포암종의 진단에 가장 민감도가 높고 편평

세포암종을 진단하는데 있어 특이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기관지솔질 세포검사는 편평세포암종을 진

단하는 가장 민감한 검사이며 소세포암종과 샘암종의 진단

에도 특이도가 높다.9 기관지세척 세포검사는 민감도는 다

른 탈락세포검사 방법보다 높지는 않지만 종양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9,12 기관지폐포 세척은 주로

폐장의 감염성질환, 간질성 폐질환, 육아종성 염증의 원인

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며 폐암의 경우에는 약 2/3

의 환자에서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고 진단의 특이도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객담과 기관지솔질 또는 기관지세척 사이에는 동일한

환자이더라도 상이한 세포학적 소견을 보인다. 그 이유는

기관지솔질 또는 기관지세척은 자라나고 있는 종양에서 강

제로 제거되는 경우이므로 제대로 분화하지 못한 암세포들

이 주로 탈락되어 도말된다. 따라서 암세포 개별의 세포학

적 소견만으로 편평세포암종과 샘암종을 구별하기 힘든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17 이런 경우 세포군집을 찾아서 편평

세포암종과 샘암종 군집의 구조적 차이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 편평세포암종에서는 보통 단독으로 도말되는 세포와

함께 층을 이루면서 분명한 경계가 있는 현미경적생검

(microbiopsy)이라 할 수 있는 군집이 탈락되지만 샘암종

은 군집에서 선모양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객담에서는 기

관지솔질이나 기관지세척과 달리 종괴에서 암세포가 떨어

져 나온 후 변성을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분화를

하게 되는데 편평세포암종은 핵농축(nuclear pyknosis)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샘암종에서는 핵소체가 뚜렷해진

다.18,19

1. 편평세포암종

흔히 중심성으로 기관지내종양으로 나타나고 종양표면

에 괴사를 동반하므로 다른 기관지 기원성 암종보다 비교

적 많은 암세포가 도말된다. 편평세포암종은 탈락하는 경

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세포진단에서 낱개로 떨어져 나온

악성 편평세포가 진단적이다. 암세포들은 서로 흐트러지고

크기와 모양은 불규칙하며 예리한 각을 만든다. 세포질의

양도 일정하지 않다. 분화가 좋은 편평세포암종인 경우 염

색질의 구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과염성이거나 농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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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핵과 진하게 각화된 세포질을 가진 소위 올챙이

세포(tadpole cell)를 볼 수 있다(Fig. 1). 분화가 나쁜 비각

화성 편평세포암종은 핵소체와 함께 수포성 핵을 가진 세

포군집이 나타나며 군집 주변에서 낱개로 도말된 각질세포

가 보인다. 비각화성 종양세포들은 치밀한 세포집단으로도

흔히 출현할 수 있다. 세포도말표본에서 흔히 괴사가 나타

나며 각질 부스러기를 탐식한 다핵 거대세포가 출현하기도

한다.3,11,18,19

편평세포암종과 혼동하기 쉬운 병변 중에는 편평상피화

생(squamous metaplasia), 편평상피 이형성증/상피내암

종(squamous dysplasia/carcinoma in situ)가 있다. 편평

상피화생은 기관지의 호흡상피가 편평상피로 대체되어 세

포 도말에서 호산성의 풍부한 세포질을 갖는 입방형 세포

의 느슨한 군집이 나타난다. 군집을 자세히 관찰하면 군집

의 어느 한 쪽 면이 직선을 이루고 있고 암종과 달리 핵의

이형성이나 괴사를 볼 수 없고 낱개로 떨어져 나오는 세포

나 세포질의 진한 각질화가 보이지 않는다(Fig. 2). 편평상

피 이형성증/상피내암종은 편평세포암종과 세포학적으로

구별이 매우 어려우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군집의 모양

은 편평화생처럼 어느 한 쪽 면이 직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군집을 형성하는 세포의 핵에서 이형성을 관찰할

수 있다. 편평세포암종에서 흔히 관찰되는 낱개로 도말된

각질세포나 괴사를 거의 찾을 수 없다. 편평세포암종과 유

사한 도말소견이 건성기관지염(tracheitis sicca)을 가진 환

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편평세포암종과 매우 유사한 이형

성 편평세포가 많이 도말되는데 환자가 오랜 기간 기도내

삽관을 하고 있다는 임상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2. 샘암종

여자, 비흡연가에 많이 발생하며 최근 발생 빈도가 급격

히 증가하여 폐암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폐 주변부에서 자라는 경우가 흔하여 편평세포암종보다 탈

락되는 세포의 수가 대체로 적다. 샘암종 세포는 편평세포

암종 보다 종양세포의 접착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로 크

고 작은 세포의 군집형태로 도말된다. 비교적 분화가 좋은

샘암종은 판상, 3차원적 집단, 유두모양 또는 선방으로 집

단을 만들어 도말한다(Fig. 3). 청색성의 공포를 함유하는

섬세한 세포질과 수포성의 커다란 핵, 뚜렷한 핵소체와 핵

막을 관찰할 수 있다. 탈락세포검체에서 괴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군집에서 선모양 구조를 볼 수 있다.11,12 세

포학적소견만으로 샘암종의 아형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다.22 세기관지폐포암종일 경우 배아모양 3차원

구조의 군집을 이루고 핵내 봉입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미만성 음영과 같은 방사선 소견이 이 암종의 세포진단을

추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23-25 분화가 불량한 샘암종

에서는 중등도 또는 커다란 암종 세포들이 아무런 구조 없

이 불규칙한 세포집단을 형성한다. 핵의 다형성, 대소부동

증, 거칠고 굵은 염색질 그리고 크고 뚜렷한 핵소체와 같은

악성 종양세포의 소견을 보인다. 세포질내에 소수의 공포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구조를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희미하지만 샘모양 구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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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utum cytology of squamous cell carcinoma. There

are atypical pleomorphic cells including fiber and tadpole cells

with densely keratinized cytoplasm and pyknotic nuclei

(Papanicolaou stain).

Fig. 2. Sputum cytology of squamous dysplasia resembles

squamous metaplasia with nuclear atypia(Papanicolaou stain).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 2008 4

김완섭 : 폐암 세포진단의 정확도와 함정

기 때문에 샘암종 진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화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대세포암종과 구별하기 힘들다.26 그

러나 임상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두 암종의 구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비소세포암종이라고 진단하여

도 무방하다. 

샘암종으로 실수할 수 있는 병변으로는 반응성 기관지

상피증식과 기관지확장증이나 천식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

는 크레올라 소체(creola bodies)이다(Fig. 4).19 모두 질서

정연하고 납작한 단층의 작은 군집을 이루면서 핵의 이형

성도 볼 수 있지만 군집표면에서 섬모나 종말판 또는 술잔

세포가 있다면 악성병변을 배제할 수 있다. 군집의 한 쪽

가장자리에 울타리배열을 하는 종양세포들을 볼 수 있다.

또한 핵의 크기와 모양, 염증세포의 동반여부도 감별에 도

움이 된다. 제2형 허파세포의 증식은 다양한 병적 진행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증식된 제2형 허파세포의 군집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 샘암종으로 오인할 수 있다(Fig. 5).27

불규칙한 염색질을 갖는 커다란 핵과, 한 개 또는 여러 개

의 핵소체가 보일 수 있다. 세포질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샘암종과의 세포학적 감별은 매우 힘들다. 이런 모양의 세

포를 보게 되는 경우 샘암종 뿐만 아니라 임상 및 방사선

소견으로 환자의 상태가 폐렴은 아닌지, 확실한 종괴를 갖

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소세포암종

흡연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암종으로 대부분 중심성

종양으로 발생한다. 예후는 매우 불량하여 비록 크기가 작

더라도 발견 당시에 이미 전신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

고 증식속도가 매우 빨라 수술적 제거 보다는 항암화학요

법이 일차 치료방법이다. 치료방법이 상이하고 예후가 나

쁘기 때문에 편평세포암종, 샘암종, 대세포암종과 같은 다

른 비소세포암종과 가능한 구별해 주어야 한다.10,18,29 비록

도말된 세포의 수가 제한적이더라도 진단에 도달하는 경우

가 많다.28 림프구보다 약간 큰 종양세포가 객담에서는 느

슨한 군집으로, 액상세포검사, 기관지세척액에서는 분산되

어 도말된다. 세포질이 거의 없어 인접한 다른 종양세포의

핵과 주조현상이 나타나고, 과염성의 미세한 과립상 핵을

Fig. 3. Bronchial washing cytology of adenocarcinoma. Three-

dimensional cell clusters of malignant cells and microacinar

structures are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features of adenocar-

cinoma(Papanicolaou stain).

Fig. 4. Bronchial washing cytology of Creola body. An exfoli-

ation of tightly cohesive, three-dimensional aggregates of

reactive glandular cells is present. Note the presence of cilia,

the best clue to a benign diagnosis (Papanicolaou stain).

Fig. 5. Aspiration cytology of reactive type Ⅱ pneumocytes

proliferation. These cells show marked atypia, including lower

cellular cluster with scalloped borders, pleomorphism, irregular

nuclear membranes, chromatin clumping and macronucleoli

(Papanicolaou stain).



볼 수 있다. 핵소체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괴사와 유사분열

이 흔히 관찰되고 인위적 압착변조가 보인다(Fig. 6).18,28,29

기관지솔질이나 세척 표본에서는 변성과 수축이 덜 일어나

기 때문에 객담에서보다 종양세포의 크기가 크다. 흡연인

구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종양세포의 주변부에서 편평세포

화생이 동반되기도 한다.10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는 림프구/림프종과 카르시노이드종양이다. 림프구/림프

종은 세포가 분리되어 흩어져 도말되고 림프종일 경우 균

일한 세포들로 구성된다. 핵소체가 관찰되고 핵주조현상이

보이지 않는다(Fig. 7). 카르시노이드종양은 소세포암종과

달리 분명한 세포질을 볼 수 있다(Fig. 8).29 기저세포증식

(Basal cell hyperplasia)도 세포도말검체에 소세포암종과

유사한 세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Fig. 9).19  작고 균

일하며, 세포질은 거의 없고, 과염성의 핵을 가진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으로 도말된다. 소세포암종과 다른 점

으로는 세포들이 뭉쳐서 존재하고, 균일하며, 핵주조현상

이나 괴사가 없는 것으로 구별한다.

4. 대세포암종, 비소세포암종

편평세포암종이나 샘암종으로의 분명한 분화는 보이지

않는다. 크고, 다형성인 악성세포가 단독으로 또는 군집으

로 도말한다.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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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mall cell carcinoma. The tumor cells have scanty

cytoplasm leading to nuclear molding, relatively fine but very

hyperchromatic chromatin and inconspicuous nucleoli

(Papanicolaou stain).

Fig. 9. Bronchial washing cytology of basal cell hyperplasia.

A tightly cohesive group of small, uniform cells with high N/C

ratios is smeared. Significant molding, crush artifact and

necrosis are not seen (Papanicolaou stain).

Fig. 7. Bronchial washing cytology of malignant lymphoma

shows large discohesive cells with irregular nuclear membrane

(H&E).

Fig. 8. Bronchial washing cytology of carcinoid tumor cells

have uniform round nuclei, coarsely granular chromatin,

prominent nucleoli and pink cytoplasm (H&E).



포성의 핵을 가지고 분명한 핵소체를 볼 수 있다.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Fig. 10).30,31 약물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호흡기 세포표본에서 유사한 세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핵은 커지지만 핵과 세포질에 공포가 나타

나고 다핵세포가 출현하고 커다란 핵소체가 관찰되며 세포

질의 경계는 불분명하다.32

흡인세포진단 (Aspiration cytology) 

폐암을 진단하기 위한 세침흡인세포 검사의 방법으로는

기관지를 경유하거나 흉벽을 통하여 흡인하는 방법들이 있

다. 흡인세포진단은 양성 또는 악성과 관계없이 진단이 필

요한 모든 결절성 병변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객담

이나 기관지 세척액 검사에서는 음성일 수밖에 없는 폐 말

단부나 가슴막에 위치하는 작은 결절성 병변을 진단하고자

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흡인된 세포의 양이 충분한

경우 세포블록을 제작하여 면역조직화학적 염색과 같은 보

조적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다.33 흡인세포검사의 중요한

합병증은 기흉과 출혈이다.7 기흉은 흔히 발생하지만 대부

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약 1/3의 환자에서 기흉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5∼10% 정도이

다. 출혈로 인한 각혈이 2∼8 %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그

러나 비록 큰 혈관으로 세침흡인용 주사바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를 수 없는 환자,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큰 물집형의 폐공기증, 심각한 폐기능 장애

또는 폐고혈압, 혈관병변, 포충낭이 있는 환자에게는 흡인

검사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흡인세포진단의 정확도는 매우 우수하여 민감도는 75

∼95%, 특이도는 95% 이상이다. 특히 폐암의 유형을 구별

해 내는 것의 정확도는 70∼95%로 기관지내시경 생검 조

직과 거의 비슷하다. 소세포암종과 비소세포암종만을 구별

하는 것의 정확도는 90% 이상이다.1,6,9 흡인세포검사에서

흔히 잘못 진단되는 경우는 미분화성 샘암종과 비각화성

편평세포암종처럼 분화가 나쁜 종양인 경우이다. 위음성은

약 10%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주로 충분한 양

의 세포가 흡인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종양 주변의 염증성

병변에서만 흡인되거나 종양의 섬유화 또는 괴사가 매우

심한 경우에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때로는 세기관

지폐포암종이나 카르시노이드 종양처럼 분화가 매우 좋은

암종에서 위음성이 나오기도 한다.7,8 다른 검사와 마찬가

지로 흡인세포진단에서 음성 결과만으로 악성종양의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심스러운 병변에 대한

주의 깊은 추적관찰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세포흡인검사

의 약 1% 미만의 환자에서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다양

한 종류의 염증성 질환이나 반응성 병변에서 증식한 이형

성 세포들을 악성세포로 오인한 경우이다.13 그러므로 악성

세포와 유사한 세포학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반응성 세포

들의 변화에 대하여 숙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세포진단에서

환자와 관련한 영상의학적 임상적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한다.

1. 편평세포암종, 샘암종

탈락세포도말에서 나타나는 세포소견과 유사하다. 샘암

종은 세포판이나 군집에서 샘모양 또는 꽈리모양 같은 구

조적인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탈락세포도말과 달리 샘암

종에서도 괴사가 흔히 나타난다.8,33-35

2. 세기관지폐포암종

간혹 세포 충실도가 매우 높은 세포군집으로 보이지만

낱개 세포들로 도말될 수도 있다. 세포질의 경계가 분명하

며 비교적 균일해 보이는 핵들을 가지고 있다. 핵내 봉입체

가 나타날 수 있다. 괴사는 보이지 않는다.23 제 1형 점액성

세기관지폐포암종 유형일 경우 매우 풍부한 점액성 세포질

대한세포병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 2008 6

김완섭 : 폐암 세포진단의 정확도와 함정

Fig. 10. Bronchial washing cytology of large cell carcinoma

shows large pleomorphic obvious malignant cells with vesic-

ular chromatin and prominent nucleoli. No evidence of squa-

mous or glandular differentiation is present (H&E).



을 가지는 비교적 큰 종양세포들이 입방형 또는 원주형 배

열을 하며 때로는 세포질 내에 커다란 공포가 존재하기도

한다. 사종체, 핵내 가짜 봉입체, 핵의 홈 그리고 투명한 핵

등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분화가 좋은 경우 포식세포와 비

슷하게 보이기도 한다(Fig. 11).36 샘암종과의 감별이 늘 용

이하지는 않으며 전이성 암종의 가능성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제 2형 세기관지폐포암종은 오히려 정상 기관지 세

포편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입방형의 종양세포들로 구

성된 세포군집이 나타나고 종양세포들은 과염색된 핵, 작

고 불분명한 핵소체와 청색 세포질을 가진다.36

3. 소세포암종

세포소견은 탈락세포인 경우와 동일하지만 탈락세포검

체보다 세포 충실도가 높다. 괴사와 종양세포의 분리가 현

저하게 나타난다.29

4. 대세포암종

세포소견은 탈락세포인 경우와 동일하다. 진단하기 전

에 전이성 종양의 가능성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숙고 하여

야 한다.30

결 론

세포검사를 통한 폐암의 진단은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

은 검사방법으로 양질의 도말표본과 함께 폐암과 유사한

양성 병변의 세포소견을 숙지하고 임상소견을 종합하여 진

단한다면 폐암 세포진단에 있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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